Input_Outpu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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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rem ipsum dolor rutur
amet. Integer id dui sed
odio imperd feugiat et nec
ipsum. Ut rutrum massa
non ligula facilisis in
ullamcorper purus dapibus.

섹션 1

Input
<= 한남대학교 통계학과 엔터 키 치면

개념

Out[ ] : 출력 창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다음 코드 라인으로 간다.

모든 프로그램 은 사용자 값 입력 -> (내부) 프로그램 실행 -> 결과 출력 순으로 이루
어진다. 파이썬 코드 실행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.

키보드 입력: input() 함수
input() 함수를 실행 (
혹은 Ctrl+C) 하면 In[ ] => In[*] (코드 실행 중이라
는 표시)으로 바뀌면서 바로 아래 입력 프롬프트(prompt) 공간이 열린다.

문장과 함께 입력 프롬프트 띄우기: input(‘문장’)

<=
입력하고 엔터(Enter)
키를 치면 바로 아래 입력된 내용이 Out[ ] : v 프롬프트에 출력돤다.

=> 키보드 입력 내용이
collge에 저장되므로 화면 출력은 되지 않는다. print() 함수를 사용하여 college를
콘솔 출력할 수 있다.

입력 받은 내용을 변수로 저장하려면
좌변에 저장소 변수를 지정한다. input()에 의해 키보드 입력 내용이 college에 저장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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섹션 2

output

모니터(콘솔) 출력 : print()
print(“단어1” “단어2” ... ) <=> print(“단어1”+“단어2”+... )

포맷 출력

단어들이 공백없이 화면 출력된다.

format string: f′출력내용′
•

‘ ’ 앞의 f는 제외해도 된다.

print(“단어1”, “단어2”, ...) 한 칸의 공백이 삽입된다.
.format() 형식 출력

print(변수+”문장”) , print(변수, ”문장”)
print() 안에 f′출력내용′ 사용하기

정의된 변수 내용과 “ ” 내용을 동시에 출력한다. 공백 여부는 동일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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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력문을 연결하여 한 줄에 출력하려면 print(‘문장’, end=’ ’)

.format() 문 사용, 여러 내용을 순서대로 출력
.format(순서0, 순서1, 순서2, ...) 콤마로 열거한 순서대로 { }의 번호에 지정된 내용
이 출력된다. print 안에 {1}이 제일 먼저 출력되도록 지정되어 num에 저장된 61이
먼저 출력되고, 그 다음 {0}이 지정되어 name에 저장된 wolfpack이 2번째로 출력
된다. 이런 순으로 출력된다.

만약 end=’ ’를 사용하지 않으면 2 줄에 출력된다.

출력 형식 지정리 가능하다. print(순서1, 순서0, %f는 실수형태로 .format() 완료
후에 %변수명에 저장된 내용이 출력된다.) %f에 자리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소수점
6자리까지 출력된다.

(%s:문자열 %d:정수 %f:부동소수점) 형식 지정 출력
‘ ‘ 안에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준 자리에 %변수 값이 지정해 형식으로 출력된다.
출력 형식으로 2개 이상 지정이 가능하다. .format(순서0, 순서1, ...) %(번호1, 번
호2, ...)는 print( 순서대로... ) 출력된다.
•

%s 위치에 college 값이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된다.

출력 길이를 지정하려면 %정수길이s, %정수길이d, %총길이.소수길이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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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수 str(변수)
변수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다. 프린트와 달리 콘솔에 출력되는 것은 아니다.

return
print() 문과 유사하지만 결과 값을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출력한다. 그리고
print() 문은 콘솔 출력이나 Out[ ]에 출력된다.

한 줄 출력 구구단
for 문 사용방법은 4장 제어문 참고하기 바란다. end=’ ‘에 의해 출력이 계속 한 줄
로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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